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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스타트업이 초기에 무사히 살아남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 외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액셀러레

이터 (accelerator)는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유형과 무형의 도움을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캐피털와 같은 기존의 

주요 창업지원기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타트업이 초기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새로운 창업 생태계

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스타트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고찰이 미비하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직의 네트워크 관점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적절성에 주안점을 두고, 네트워크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찰을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관계의 네트워크적 특성이 

스타트업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고찰할지에 관한 제안을 내어놓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이해를 도와 향후 액셀러레이터 관련 실증연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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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스타트업 (startup)은 정책가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 청년들과 기업가들에게는 보다 재빠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비즈니

스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현호 외, 2017; 조성주 외, 
2014; Amezcua et al., 2013). 그러나 태생적으로 신생기업으로

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은 시장의 극심한 경쟁환경

으로부터 기인되는 환경에 관한 취약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로 

인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업을 추진하여 안착시키는 초기 단계에서 쉽게 좌절할 수밖

에 없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신생

조직의 부담 (liability of newness)” 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얻는 것이 절실하다(Jarillo, 1989; Stinchcombe, 
1965). 이에 ‘조직 스폰서십 (organizational sponsorship)’이라 불

리기도 하는 기관들은 스타트업의 생성과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Cohen et al., 2018). 스타트업

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육성시키

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기관 (governmental institutions),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엔젤투자자 (angel funds), 인큐베

이터 (incubator), 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 등이 활동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 액셀러레이터는 여타의 기관들

과는 현저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주목받고 있다(최윤수·김도현, 2016; 이

현호 외, 2017; Cohen & Hochberg, 2014). 액셀러레이터는 스

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사업

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 과정을 통해 선정한 스타트

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게 되는 난관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사

업체로 안착하게 하는 것을 구체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Cohen & Hochberg, 2014; Cohen et al., 2018; 김용재·염수현, 
2014; 이정우, 2016; 중소벤처기업부, 2018). 이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 액셀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집중화된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여 다른 지원기관은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화에 

관한 교육을 보다 심도 깊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금전적 투자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벤처캐피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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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와는 구분되는 전에 없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Hathaway, 2016). 따라서 액셀러레이터

에 관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관심이 국내외 전반에서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의 성장

을 돕는 방식과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은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저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성

공사례가 소소하게 보고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따름

이며, 보다 근본적인 고찰이 현저하게 부족하기에 액셀러레이

터에 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상충적으로 공

존하고 있는 상황이다(Cohen & Hochberg, 2014; Hathaway, 
2016; 김용재, 2013). 전에 없이 증가되고 있는 스타트업의 창

업 활동과 그에 상응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수렴된 방식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을 포괄하여 고찰하는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사업적 안착에 관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보다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먼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이론적 틀거리가 마련되어

야 함을 주장하여, 조직이론의 네트워크 관점이 그 이론적 대

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타트업의 창업 과정은 

하나의 엄연한 사회적 현상으로, 그 출범의 과정에서부터 사

업체로 안착하는 전 과정이 일련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현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Hoang & Antoncic, 
2003).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가 지원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을 선정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

는 모든 과정은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간에 형성되게 되

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

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기업이 사업화의 

초기단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자원의 부족문제는 외부조직

과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Aldrich & Wiedenmayer, 1993),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과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자의 관계

의 특성을 통해 행위자의 성패의 요인을 모색하고자 하는 네

트워크 관점은 여타의 조직이론보다 더욱 효과적인 이론적 

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

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이론적 개념이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의 사회적 관계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여, 이로

부터 향후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실증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

터 연구에 관한 네트워크 관점의 이론적 적절성을 고찰을 수

행하는 이론 논문 (theoretical review paper)로 자리매김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액셀러레이터의 기본적 개념을 다루고 

해외 및 국내에서의 현황을 살펴보아 액셀러레이터의 현주소

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어,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에 주목하여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액

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과 그 구조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내용물에 관한 이론적 논

의를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점뿐만이 아니라 그 비효율성 및 

잠재적 위험성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논의를 종합하고 이러한 논의의 한계점과 이론적 및 실

무적 의의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Ⅱ. 액셀러레이터의 배경과 현황

2.1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성격

네트워크 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

행하기에 앞서, 현재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

는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개념적 정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비교적 최근 자리 잡은 창업지원기

관인 액셀러레이터는 그 정의가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Cohen & Hochberg, 2014; Cohen et 
al., 2018; 김용재·염수현, 2014; 이정우, 2016; 중소벤처기업부, 
2018). 예를 들어, 창업진흥원은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

(이사,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

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이는 국가

기관이 창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련한 법안에 기초한 개념으

로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액셀러레이터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액셀러레이터의 다양한 정의

출처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김용재·염수현
(2014)

경쟁적 과정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멘
토링, 네트워킹 및(지분)투자 등을 체계화시킨 단기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촉진자

이정우
(2016)

성공한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와 재원을 활용하여 예비창업
자(팀) 또는 초기 스타트업을 기수별로 발굴 및 선발하여,
투자, 보육,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서비스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초기 스타트업
의 성장을 빠르게 돕는 조직

중소벤처기업
부

(2018)

창업기획자(이사,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
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Cohen et al
.(2018)

신생기업들을 위해 단기적이고 한정된 기간 동안 코호트
(cohort) 단위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다 실무적이고 현재 실제 산업에서의 액셀러레이터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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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괄한 정의는 “성공한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와 재원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기 스타트업을 기수별로 발

굴 및 선발하여, 투자, 보육,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종합적

인 밀착 지원 서비스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빠르게 돕는 조직”(이정우, 2016), 혹

은 “경쟁적 과정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네트워킹 및 지분 투자 등을 체계화시킨 단기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촉진자”(김용재·염수현, 2014)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과 멘토링의 관계를 형성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사업 초기 반드시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촉진자

로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Cohen et 
al.(2018)이 제시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정의는 액셀러레이

터가 스타트업에게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스타트업 기

업들 간의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운

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스타트업으로 출발하는 

신생기업들이 기존의 경쟁 환경에 적응하여, 충분한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를 중심 혹은 매개로 하는 네

트워크의 형성에 그 역할과 기능의 중심점이 존재하고 있음

을 방증해주고 있다. 즉, 액셀러레이터를 이해함에 있어 네트

워크 관점의 이론적 적용이 적절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분명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 및 투

자 기관인 벤처 캐피털이나 일반적인 엔젤투자자와 같은 창

업지원기관과 차별화되는데 주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액셀러레이터는 다른 기관들과는 다르게 스타트업들을 

‘공개 지원’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한다(김용재·염수현, 2014; 
Cohen & Hochberg 2014; Cohen et al., 2018). 액셀러레이터들

이 스타트업을 찾아 지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지

원하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스타트업들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액셀러레이터의 스타

트업에 대한 한정된 비교적 짧은 지원기간 동안 기수 (batch)
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액셀러레이터들은 기존 창업지원기관들보다 더욱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스타트업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이정우, 
2016). 이러한 관계는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단

순히 요소 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네트워크 관점을 적용

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셋째, 다른 창업지

원기관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멘토링 및 교육’ 시스템

에서 비롯된다.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기관이나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는 외형적인 자원을 초기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는 금전적 지원

이나 시설 지원과 같은 유형적 자원에서 더 나아가 심사 멘

토들의 선택을 받고 집중적인 멘토링, 즉, 무형적인 자원까지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에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

탈과는 달리 지원 스타트업 선정 당시에 스타트업이 완전히 

자리잡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잠재력을 보고 스타트업을 키우

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실제로 해외 및 국내의 유명 

액셀러레이터들은 ‘데모데이 (Demo Day)’를 개최함으로써 자

신들이 지원한 스타트업들이 사업 모델을 투자자와 대중에게 

선보여 이들이 후속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리를 마련해주기도 한다(김영환, 2016). 이러한 공적 행사는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통하여 액셀러레이터와의 관계에

서 더 나아가, 투자자와 같은 외부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넷째, 액셀러레이터는 투자

행태의 성격에서도 다른 창업지원기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

을 보여준다. 액셀러레이터는 어느 정도 완성된 서비스나 제

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다른 기존 창업지원기관과는 

달리,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통하여 사업화를 확신한

다(이경상 외, 2014). 최윤수·김도현(2016)은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의 투자 행태를 분석하여 액셀러레이터가 벤처캐

피털보다 보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며, 해당 

스타트업이 비교적 적은 투자와 투자자를 유치한 시점에서 

투자를 진행하여 벤처캐피털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

인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를 통해 철저히 자금 투

자 및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액셀러레

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차이점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2.2 해외 및 국내 액셀러레이터 현황

2.2.1 해외 액셀러레이터 현황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액셀러레이터 생태계가 보다 활성

화되어 있고,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미국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들은 Y Combinator가 

시초가 되어 먼저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넓혀 나갔

다(Hallen et al., 2016).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도 액셀러레이터들은 활발하게 스타트업을 키우고자 노력하

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액셀러레이터 시장이 가장 큰 미

국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숫자는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해 왔

으며, 최근에는 그 증가세는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 숫자가 유

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가 사

회적으로 인정받는 산업 및 조직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Younger & Fisher, 2018). 이러한 액셀러레

이터들은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중요시 되던 창업지원기

관인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림 1> 미국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숫자 증가 추이(Cliffor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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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2016)의 Global Accelerator Report 2016에 따르면 전 세

계적으로 조사한 579개의 액셀러레이터들에 의해 11,305개의 

스타트업들이 총 2억 6백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자 받았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서, 최근 전 

세계 액셀러레이터 시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투자 금액과 스타트업의 비중 면에서 북

미와 유럽이 가장 크며, 남미와 아시아 시장도 적지않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Gust, 2016).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의 세계적 

성장세에는 해외 액셀러레이터 시장의 제도적 환경 역시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시장을 주도하는 미

국의 경우, 주로 투자자들에 대한 여러 혜택이나 지원을 통하

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독일, 호주, 싱가

포르 등 다른 다양한 국가들 역시 액셀러레이터들에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 등 액셀러레이터

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이경상 외, 2014). 

2.2.2 국내 액셀러레이터 현황

액셀러레이터 산업은 벤처캐피털이나 다른 주요 창업 지원 

체제와 비교하여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김용재·
염수현, 2014). 국내에서는 최초의 민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

터로 2005년에 시작한 프라이머 (Primer)가 꼽힌다(이정우, 
2016). 이 시점 이후로 매쉬업엔젤스, 스파크랩스, 소풍 등 여

러 액셀러레이터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스타트업을 선발 및 

육성하며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의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최초 출범 후 오랜 기간 동안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016년 11월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액셀러레이터법’
이 통과되면서 액셀러레이터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액셀러레이터들은 정식으로 

기업 형태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지원규모는 2017년 205개사, 
847억원에서 18년 245개사, 1,090억원으로 증가하였다(한승희, 
2018). 이를 통해 앞으로 액셀러레이터 산업은 미국 등 해외 

시장과 같이 국내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잠재력이 존재하며,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다. 

<표 2> 국내 액셀러레이터 배출 스타트업 성공 사례(이정우, 2016)

액셀러레이터 
(설립시기)

배출기업명
배출기업 서비스  

설명
투자 회수 결과

프라이머 
(2010년)

퀵켓
모바일 중고장터앱   
‘번개장터’

2013년 NHN
네이버에 인수(약 

100억원)

스파크랩스   
(2012년)

5Rocks

모바일 게임 고객생
애가치 극대화 및 분
석과 마케팅 운영 플
랫폼

2014년 글로벌 
기업 Tapipy에 

인수 

더벤쳐스 
(2014년)

파킹스퀘어
주차장 정보 및 예약 
서비스 ‘파크히어’

카카오 그룹에   
인수(약 100억원)

2.3 액셀러레이터 대표 사례

2.3.1 해외 사례: Y Combinator

Y Combinator는 2005년에 Paul Graham에 의해 미국의 캘리

포니아에서 설립되어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불린다. 2005년부

터 2018년 3월까지 총 1585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으며, Y 
Combinator 출신의 15개 기업이 현재 1억 달러가 넘는, 70개
가 넘는 Y Combinator 출신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

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Y Combinator는 펀드운용

에 대한 관리보수를 받거나 정부에서 따로 보조를 받는 형식

이 아니라, 순수하게 스타트업들의 회수(Exit)를 통하여 수익

을 창출하는 액셀러레이터 모델을 고수한다(박희원, 2018). 
Y Combinator은 현재도 전 세계 액셀러레이터 중 최고의 위

치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최근 SARP (Seed Accelerator 
Rankings Project)의 연구진은 Angelpad와 함께 Y Combinator를 

2017년 최고 등급의 액셀러레이터에 선정하기도 하였다

(Konrad, 2017). 2005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Y 
Combinator 출신의 스타트업 743개를 분석한 결과, 81개가 청

산(11%), 562개가 운영 중(76%), 100개는 인수되었다. 또한, 
그 중 492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17백만달러의 후속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원, 2018). 이렇듯 Y Combinator
를 거쳐 간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실패 확률이 떨어지고 좋은 

결과를 보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Y Combinator가 배출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세계 최대

의 숙박 공유 서비스업체 Airbnb, 웹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 Dropbox, 개인 인터넷 방송 업체 Twitch등을 꼽을 수 있

다. Y Combinator는 이러한 성공적인 기업들에 힘입어 큰 성

공을 거두었지만 최근에는 Y Combinator에게 선정된 스타트

업들이 과대평가 받으며, 또한 Y Combinator의 포트폴리오 크

기가 8개에서 80여개의 스타트업으로, 초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 투자자들에게 Y Combinator가 선정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Kim & 
Wagman, 2014).

2.3.2 국내 사례: 프라이머 (Primer)

프라이머는 2010년 1월에 설립된 국내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전반기

까지는 총 149개의 스타트업을 투자 및 지원하였다. 프라이머

는 기간별로 다양한 산업의 스타트업을 ‘배치 (Batch)’로 묶어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니시스를 창업한 권도균 CEO를 필두로 

매 ‘시즌’마다 5~10 여명의 멘토들이 파트너로 참가하여 스타

트업들을 선정하고 멘토링한다. 
지원할 스타트업을 선정할 때는 프라이머는 일반 벤처캐피

탈과는 달리 잠재력을 위주로 평가한다. 보통 벤처캐피탈들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찾는 것에 집중하

지만, 프라이머의 경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것에 집중한다. 조언을 해주는 멘

토들은 주로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하거나 운영을 해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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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이들이다. 이 멘토들은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아이디어뿐만

이 아니라, 그 기업에 의해 아이디어가 실행이 가능한지의 여

부를 검증하여 선발한다. 프라이머가 명시하는 주요 활동으로

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엔턴십 

(Enternship)’이라고 불리는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데모데

이, 대학생 창업 세미나 등이 있다. 프라이머의 이러한 일련

의 활동들은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들이 보다 특별한 관계

를 맺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프라이머는 자체적으로 스타트업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이들의 성장을 도우며, 또한 데모데이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이들을 외부의 행위자들과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도록 돕는 

것이다. 평균적인 지원 규모는 5천만원~1억원 사이이며 스타

트업 지분율은 10~20% 사이이다. 프라이머는 현재까지 총 

149개 스타트업을 도왔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수의 투자

기관으로부터 23억원을 유치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 ‘호갱노

노’와 2018년 초 기준 월평균 거래액 200억원, 월 평균 매출

액 8억원에 달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중고 물품 플랫폼 

‘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인 프라이머 출신 스타트업의 성공 사

례이다(김기진, 2017; 백주연, 2018). 

Ⅲ.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네트워크 관점 기반 고찰

창업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다른 현상에 비해 특히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Hoang & Antoncic, 
2003). 특히 위에서 언급한 초기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

게끔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특징

들을 고려할 때,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은 영향력 있는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액셀러레이터라는 조직 유형의 

속성이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 관계 (network relationship)’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Larson, 1992). Uzzi(1996)는 행위

자가 사회적 구조 속에 속해 있을 때 나타나는 이른바 ‘배태

성 (embeddedness)’으로부터 네트워크의 효과 (network effect)
가 나타난다고 간주하는데, 서로 형성한 관계를 통하여 액셀

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속성 중에서 네트워크 구조

(network structure)와 네트워크 내용 (network content)에 주목하

여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사이의 네트워크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Hoang & Antoncic(2003)에 따르면 네트워크 내

용은 유형 및 무형의 자원, 네트워크 구조는 네트워크의 크

기, 중심성, 밀도, 강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간의 나타나는 네

트워크 효과 중 네트워크 구조의 효과는 강한 정도의 네트워

크 구조 자체가 야기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네트워크 내용 중에서 학습효과, 정당

성 및 지위 신호 효과, 그리고 재무적 자원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단순히 네트워크로부

터 비롯되는 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 및 잠재적 위험성도 같이 살

펴보고자 한다. Hallen et al.(2016)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액셀

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성과

를 보이기도 했으나, 반대로 몇몇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렇기

에,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관점

에 기반하여 단순히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
재적 위험성 및 비효율적 측면까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경영현상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들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

시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네트워크 관점

이라는 이론적 틀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피상적인 현상을 조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현상 내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표 3> 네트워크 구조와 네트워크 내용의 정의

네트워크 구조 (structure) 네트워크 내용 (contents)

정의

행위자들 간의 사람들 간 및 
조직들 간 횡단적 관계. 측정
으로는 네트워크 크기, 중심
성, 밀도, 강한 / 약한 / 연결
의 관계

행위자 간 교환되는 자원. 유형
자원(금전적 자본)과 무형자원
(정보와 조언에 대한 접근, 감정
적 도움, 정당성 신호)에 대한 
초점. 내용의 다양성이 다양한 
자원의 교환을 나타낸다.

출처: (Hoang & Antoncic, 2003)

3.1 네트워크 구조 (network structure)로부

터 발생하는 효과

네트워크 구조는 행위자들 간 직접적 및 간접적 관계의 양

상으로 정의된다(Hoang & Antoncic, 2003). 액셀러레이터와 스

타트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트워크 응집 (cohesion)과 중개 (brokerage)로 나눈다(Burt, 
1992; Kadushin, 2002). 액셀러레이터 내부와 외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 구조는 스타트

업 입장에서 네트워크 속성이 다르고, 받는 영향 역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항목에서는 먼저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응집의 네트워크 구조를 소개하고 그것이 스타트업

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외부적으로 액셀

러레이터가 다른 행위자들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중개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다.

3.1.1 응집 (cohesion) 네트워크 구조

액셀러레이터 내부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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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응집 (cohesion)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강한 유대 

관계에서 비롯되는 ‘응집 (cohesion)’의 네트워크 구조는 많은 

행위자들끼리 강한 유대의 관계로 이어져 있을 때 나타

난다(Kadushin, 2002). 액셀러레이터 내부의 관점에서 보

았을 때,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은 바로 이러한 응집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인다. 이는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한 기수 단위의 스타트업끼리 밀도가 높고, 강

도가 강한 네트워크의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응집의 

양상이 전제하는 네트워크의 특징들이 액셀러레이터 내

부에서 행위자들끼리의 연결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다. 스타트업들과 같은 신생 기업은 얕고 부족한 사회연

결망 때문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Cohen et al., 2018).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과 부족한 자원 때문에 양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

다(Bustamante,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자신의 네트워크 구조에 속한 

행위자가 되도록 해준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멘토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

과 스타트업 사이에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기존의 창업지원기관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와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신

생기업이 자원을 제공해주는 외부조직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때 원활하게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을 촉진

할 수 있다(Aldrich & Wiedenmayer, 1993). 이를 통하여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갖는 사회적 관계 자체가 초

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액셀러레이터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스타트

업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액

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을 통하여 스타트업과 강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스타트업들끼리 네트워크의 장

을 열어 하나의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낸다. 실

제 국내의 액셀러레이터들은 개별적인 멘토링뿐만이 아

니라, 해당 액셀러레이터 출신이 진행하는 강의를 제공하

는 등 내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이정우, 2016). 이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는 스

타트업들끼리의 네트워크 모임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밀

도가 높은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하여 그 곳에 속하는 스타트업들은 외부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을 얻고 교환할 수가 있

다. 또한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 액셀러레이터와 소속 스

타트업들은 서로 골고루 연결 관계가 생겨 네트워크 구

조의 밀도 역시 높아진다. 이렇게 형성되는 조밀하고 강

한 네트워크 구조는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신생 기업들에게 필요한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점

을 가져다준다.

<그림 2> 액셀러레이터와 소속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응집 
네트워크 구조 

<그림 2>는 내부적으로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

는 사회 연결망 구조의 예시이다. 액셀러레이터가 각 스타트

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각 스타트업들도 

액셀러레이터가 마련하는 각종 내부적 행사들을 통하여 서로 

비교적 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자금뿐만이 아니라 멘토링 및 

교육과 같은 무형 자원의 폐쇄적 교류도 일어나기에 액셀러

레이터는 가령 벤처캐피털과 같은 기관에 비해 더욱 강한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액셀러레이터 

내부에서 출신 스타트업끼리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주는 

만큼 스타트업들끼리의 네트워크도 활발히 형성되어 보다 많

은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액셀러레이터와의 강한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다양한 형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사회

적 자본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자본으로서, 의무 (obligations), 기대 (expectations), 
정보의 통로 (information channel)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Coleman, 1988). 또한, 응집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

시키고자 하는 안전함 (safety)을 추구할 때 나타난다

(Kadushin, 2002). 
초기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는 스

타트업은 안전함을 도모하는 네트워크 구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그림 2>처럼 액셀러레이터를 

통하여 응집된 형태의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

게 사회적 자본을 주고받음으로써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닫
힌’ 형태의 연결망 (network closure)를 만들어 내어 강한 신뢰 

(trust)를 바탕으로 행위자들이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양질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Coleman, 1988). 사회적 자본은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지식 습득 및 기업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Shane & Stuart, 2002; Yli‐Renko et al., 
2001). Baum et al.(2000) 역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태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휴 (network alliance)가 초기 스타트업

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응

집의 네트워크 구조는 초기에 양질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스

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가능성이 높다. 
스타트업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하는 강한 연결망들은 

지식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강한 네트워크는 노하우와 같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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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지 (tacit knowledge)의 습득을 더욱 촉진시킨다(Hansen 
1999; Adler & Kwon, 2002; Reagans & McEvily, 2003).
액셀러레이터가 형성하는 연결망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것

과는 반대로, 오히려 소속 스타트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 및 교육 프로

그램도 진행하면서 스타트업과 보다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타트업끼리의 네트워크의 장도 

마련해주면서 <그림 2>와 같이 조밀하고 강한 네트워크 구조

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위에서 말했듯이 

사회적 자본의 기반이 되지만, 반대로 혁신성이 필요한 스타

트업에게 혁신의 제약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Giudici et al.(2018)은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에 위치한 행위

자가 존재하는 폐쇄적 ‘합주 (orchestration)’가 개방적인 것에 

비해 기회를 탐색하는 자율적 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한다. <그림 2>와 같이 액셀러레이터가 주도하여 선

발과정으로 통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액

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간 연결망 구조는 그러한 ‘폐쇄적 합

주’의 예시라 할 수 있다.  Chatterji et al.(2018)은 액셀러레이

터와 같이 체계적 교육이나 멘토링을 받는 스타트업이 성장

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외부 동료의 비형식적 조언에 영향

을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폐쇄적 네트워크 구조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형성하는 강하지만 폐쇄적 네트워크 구조가 

다양한 정보의 유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

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 내부의 네트워크 구조에 과도하게 예

속될 경우, 그러한 강한 유대의 관계가 오히려 혁신성의 제고

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 습득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3.1.2 중개 (brokerage) 네트워크 구조

두 번째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은 액셀러레이터 외부의 

행위자들과 스타트업이 이어지는 중개 (brokerage)의 네트

워크 구조이다. Burt(1992)는 구조적 공백 (structural holes)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다른 두 

행위자를 이어주는 중개자 (broke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네트워크 구조는 앞서 소개한 강한 

유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응집과는 달리, 약한 유대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Granovetter, 1973; Burt, 
2001). 액셀러레이터는 액셀러레이터 자체적으로 소속 스

타트업들과 형성하는 내부 네트워크와는 별개로 이 스타

트업들을 외부의 행위자들과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림 3>처럼 외부 행위

자-액셀러렐이터-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중개의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된다. 바로 이러한 중개 네트워크 구조의 이점

울 통하여 스타트업은 위에서 언급했던 한 액셀러레이터 

안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응집 구조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다. 

<그림 3> 액셀러레이터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나타나는 외부 
행위자-액셀러레이터-소속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조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액셀러레이터는 데모데이와 같

은 다양한 공적 행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들이 외부 파트너를 찾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액셀러레이터들

이 주최하는 데모데이는 단순히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사업모

델을 발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파트

너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김영환, 2016). 이 덕분

에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액셀러레이터 네트워크 안에서 제한

된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더 나아가 후속 투자 유치 혹은 사업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을 외부의 행위자들과 연결

시켜주는 액셀러레이터의 중개자 역할이 스타트업들에게 중

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개자로서의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또한 스타트업에게 다

양성 있는 정보의 통로를 제공한다. Burt(2001)는 ‘구조적 공

백을 통하여 형성되는 네트워크 구조가 중복되지 않는

(nonredundant) 정보를 주고받게 만들고, 그 속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행위자가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

히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바로 이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중개에 기반한 연결망은 자율성을 토대로 

변화를 이끌어낸다(Kadushin, 2002). 따라서 혁신을 위해 수동

적 현상유지보다 자율적인 변화가 중요시 되는 스타트업에게 

액셀러레이터가 형성하는 중개의 네트워크 구조는 초기 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들은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중개의 네트

워크 구조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네트워킹할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이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식의 다양성은 

신생 기업의 성장을 돕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Larrañeta et 
al., 2012). 그렇게 때문에 신생 기업에게 다양한 파트너의 중

요성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고 중복되지 않는 네트

워크가 기업들의 경쟁 역량 (competitive capabilities)을 얻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McEvily & Zaheer, 1999). 그리고 구조적 

공백을 통하여 신생기업이 속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내부적으로 혁

신의 기반이 되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도움이 된다(Zaheer & Bell, 
2005)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액셀러레이터에 속함으로써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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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형성하기 힘든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소속될 수가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의 중개자 역할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로운 점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림 3>
처럼 스타트업은 외부 행위자와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지

만 이는 오로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경

우, 양자가 중개자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Burt, 1992). 즉, 소속 스타트업은 외부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

존도가 과도해질 경우, 스타트업은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변

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에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를 통하여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것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

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 네트워크 내용 (network contents)으

로부터 발생하는 효과

앞서 우선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스타트업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다. 본 항목에서는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네트

워크 구조 속에서 이 두 행위자가 주고받는 내용물을 살펴보

고자 한다. 네트워크 구조가 관계의 양상이 지니는 특징에 주

목한다면, 네트워크 내용 (content)은 그러한 관계 안에 흐르는 

무형 및 유형의 자원에 주목 한다(Hoang & Antoncic, 2003). 
다른 연구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행위자 간 관계에서 흐르는 

내용물임을 보여준다(e.g. Brown & Butler, 1995; Stuart et al, 
1999).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

이 액셀러레이터의 특징을 반영하여 학습, 정당성 및 지위 신

호 효과, 그리고 재무적 자원으로 네트워크 내용으로 분류한

다.  

<그림 4> 액셀러레이터와 한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크 내용

3.2.1 학습 (learning)

액셀러레이터가 정보 및 조언을 전달함으로써 생기는 스타

트업의 학습의 효과는 네트워크 자체가 가져다주는 효과 중 

하나이다. 조직 간 배태적 관계 (embedded ties)는 서로 강한 

유대 관계로 형성 되어있음으로써 즉각적인 피드백과 새로운 

지식의 발견하는 암묵지 (tacit knowledge) 학습의 과정을 촉진

시킨다(Larson, 1992). 다른 창업지원기관들과 비교하여 액셀

러레이터가 지니는 가장 큰 차별화 된 특징은 멘토링 및 교

육 시스템이라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체계적 멘토링을 강

조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속성은 이와 같은 배태적 관계의 특

성을 반영한다. 실질적으로 노하우와 같은 경험적 지식이 부

족한 대다수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효과적으로 노하우를 얻는 

과정이 초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스타트업의 창업 및 실패를 경험한 멘토들이 컨설팅을 해주

는 시스템은 단순히 다른 행위자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대리

학습 (vicarious learning) 이상으로 스타트업의 학습 효과를 높

일 수 있다(Hallen et al., 2016). 이는 특히 액셀러레이터의 멘

토링 및 교육을 통하여 스타트업이 거치는 학습 과정인 ‘창업

가적 학습 (entreprenuerial learning)’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의 가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장의 반응을 재빠르게 인지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서 통하도록 재빠르게 바꾸는 ‘피벗

(pivot)’은 스타트업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

로 꼽히며 이는 단순히 외부에서 지켜보는 것으로는 학습이 

어려운 복잡한 경험적 지식이다(Nobel, 2011).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멘토링 및 교육 시스템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피벗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Hallen et al.(2016)은 액셀러레이터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1)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세밀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 
(2)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실행하게 만드는 학습, 그

리고 (3)자신들의 목표와 열망치 (aspiration level)를 상황에 따

라 유연하게 조절 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열망치와 관련하여 타 조직과 비교하

여 기준을 찾는 ‘사회적 열망치 (social aspiration level)’의 조

절을 하는데 있어서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준

다고 볼 수 있다(Greve, 1998). 단순히 어떤 자원을 전달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스타트업들은 액셀러레이터들을 통해 조직

을 발전 시켜 나가는 일종의 ‘조직학습 (organizational 
learning)’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액셀러레이터가 창

업 노하우와 같은 지식을 단순히 말로 전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선정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가령 프라이머의 경우, 기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프라이머 출신의 스타트업들에게만 독

자적으로 제공되는 강의를 계속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멘

토링 및 교육 시스템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나는 학습효과는 보다 양질의 정보를 스타트업에게 제공

한다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해본 이들의 노하우

와 같은 높은 질의 정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과는 다른 형

태로 스타트업의 학습을 촉진시키며 초기 성장을 돕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멘토링에 기반한 학습은 액셀러레

이터와 스타트업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또

한, 이러한 노하우의 전수는 응집성을 띠는 네트워크 구조를 

통하여 더욱 용이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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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학습의 과정

이 스타트업에게 항상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들이 짧은 기간 동안 멘토, 잠

재적 소비자, 프로그램 관리자, 다른 창업자 등의 다양한 사

람들과 강한 강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집

약적인 대량 정보에 대한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생기업의 창

업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선

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의 문제에 봉착한다(Cohen et al., 
2018). 제한된 합리성이란, 개인 및 조직의 목표는 합리적 의

사결정이지만, 그들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정보 및 지식

을 해석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러한 합리

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March 
& Simon, 1958). 많은 액셀러레이터들은 최선을 다해서 스타

트업들에게 멘토링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강한 강도로 스타트업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액설레레이터의 특성상 스타트업들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멘토링 및 교육 시스템으로 자신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끌어줄 것이라고 단순히 전제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자신들

이 그러한 멘토링 및 교육을 통해 얻는 정보 및 지식들을 어

떻게 받을 들일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액셀러레이터 역

시 멘토링 및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스타

트업에게 효과적으로 지식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3.2.2 정당성과 지위 신호 효과 (legitimacy and

status signaling)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크의 내용으

로 정당성 (legitimacy) 및 지위 (status)도 포함할 수가 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볼 때 정당성과 지위와 같은 

신호효과 역시 네트워크 자체가 내포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Hoang & Antoncic, 2003; Podolny & Page, 1998). 액셀러레이

터는 스타트업들이 정당성과 지위를 얻도록 도움을 주어 시

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신생기업들에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 기업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평가 받

을 지표 및 기록이 없기에 외부 평가자에게는 그것이 불확실

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스타트업들에게 신뢰, 명

성 등의 형성을 통하여 정당성 (legitimacy)을 얻고자 노력한

다(Aldrich & Fiol, 1994). 
초기 스타트업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자신들을 홍보하기

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기관에게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후에 다른 투자를 

받을 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다. 네트워크 구조상

으로는 액셀러레이터의 중개자 역할이 이러한 정당성 획득을 

가능하게 만든다. 초기 스타트업은 외부 평가자들이 심도 깊

게 가치 분석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액셀러레이터를 통

하여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평가

자-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중개의 네트워크 구

조가 기능을 하는 것이다. Hallen et al.(2016) 역시 스타트업들

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긍정적 

신호효과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스타트업이 신생 

기업으로서 구축해야 하는 정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위가 높은 기관과의 관계는 그들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신

호가 되며 정당성을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Fisher et al., 
2016).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 외부적 

정당성 (external legitimacy)를 얻게 되면 신생조직의 부담

(liability of newness)을 감소시킬 수 있다(Singh et al., 1986). 
또한, 이러한 정당성은 다른 자원을 얻는 것에 도움을 주며, 
이는 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Amezcua et al., 2013; 
Zimmerman & Zeitz, 2002). 스타트업들은 액셀러레이터의 선

택을 받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의 멘토링 등의 체계

적 경쟁력 제고라는 이점 때문에 이는 벤처캐피털 및 엔젤 

투자자와 같은 후속 투자자들에게도 정당성의 신호로 작용한

다(Fisher et al., 2017). 따라서 스타트업이 지위가 높은 액셀러

레이터와 갖는 강한 관계는 외부에서 인식하는 스타트업의 

정당성을 높이면서 초기에 직면하는 위험성을 줄여주며 성장

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스타트업이 초기에 얻는 정당성은 더 

나아가 해당 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들에 비해 높은 지위 

및 평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게 한다. 정당성이 행위자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요소들을 강조한다면, 지위는 그러한 요

소들이 어떻게 행위자들 간의 사회구조적 순위를 형성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Piazza & Castellucci, 2014). 따라서 액셀러

레이터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은 지원을 받는 행위로부터 

정당성을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액셀러레이터의 지위에 따

라 다른 스타트업들에 비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을 점할 수

가 있다. 조직지위는 관계를 맺는 외부조직의 지위의 영향을 

받는데, 높은 지위의 조직은 뛰어난 파트너를 찾아내고 선택

할 역량이 있다고 인식되며 그렇게 형성된 파트너십은 파트

너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Benjamin & 
Podolny, 1999; Hallen et al., 2016). 실제 산업에도 초기 스타

트업은 외부 평가자들로부터 얻는 정당성을 필요로 하며, 액

셀러레이터는 그러한 정당성을 얻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Ramasubramaniam, 2018). 이

러한 점을 통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액셀레러이터에

게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후의 투자 유치 등에서 있어서 

스타트업에게 정당성 및 지위라는 긍정적인 신호 효과를 가

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액셀

러레이터와 형성하는 관계는 사회적 인식만으로도 해당 스타

트업들이 일종의 ‘보증 수표’의 신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다.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그 스타트업 자체의 내부 

역량을 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위가 높은 기관의 투자 및 지원을 받은 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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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치 평가의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에게 선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당성 

확립 및 지위 신호 효과라는 긍정적 사회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의 지

원을 받음으로써 벤처캐피탈과 같은 특정 청중 (audience)에게

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이미 특정 지분을 내주었다는 점에

서 액셀러레이터 출신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의 입장에서 오

히려 부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Disrupting, 2016). 이는 경우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스타트업

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재력이 있

다는 신호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질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신

호를 보고 싶어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셀러레이터 프로

그램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자칫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평가자에게는 액셀러레이

터에 속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성이나 지위라는 긍정적인 신

호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2.3 재무적 자원 (financial resources)

네트워크 내용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점으로는 유형의 자원

인 재무적 자원을 꼽을 수가 있다(Hoang & Antoncic, 2003; 
Podolny & Page, 1998). 액셀러레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스타트

업을 선발하고 해당 스타트업에게 금전적으로 지원 한다. 미

국 액셀러레이터들은 보통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를 투자

한다(Hallen et al., 2016).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에 대

한 초기투자금액의 경우 액셀레러이터 별로 그 규모가 다른 

편이다.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1억~3억원을 상회하기도 한

다(서일석, 2018). 여러 경영 자원 중에서도 재무적 자원은 가

장 기본적인 자원의 한 유형이며 이는 다른 유형의 자원으로 

쉽게 변환할 수가 있기에 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 중요하다

(Wiklund & Shepherd, 2005). 또한, 창업을 위한 전략적 행위

에는 금전적인 자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외부로부

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그 신생기업의 생존 확률을 높

여준다(Castrogiovanni, 1996). 이 때문에, 기업의 창업에 관해

서도 자원이 풍부한 환경은 중요한 성공 조건이다(Alvarez & 
Busenitz, 2001; Amezcua et al., 2013). 따라서 초기 기업 운영

에 필요한 자금 및 다른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초기지원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벤처캐

피탈에게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에 

비해 직원 수와 자산가치로 측정한 기업규모의 성장률이 높

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Davila et al., 2003). Rosenbusch et 
al.(2013) 역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인적자원과 같이 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면서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서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성격을 띠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비슷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스타트업 전

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기 성공 결정 요인으로도 창

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속적인 자금 확보가 꼽힌

다(이현호 외, 2017). 특히, 대기업과 같은 자금력이 있는 기

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와 같은 사업 환경에서, 스타트업

들이 얻는 초기 자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액

셀러레이터와 같은 창업지원기관이 주는 지원 자금으로 스타

트업들은 초기에 겪는 재무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능한 직원 고용, 세금 납부 등 스타

트업들이 실행해야하는 다양한 행위 및 선택에 제한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적 지원은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

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응집성의 기초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돈을 신생 기업에게 투자하는 액셀러

레이터 입장에서는 소속 스타트업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

으며 이는 강한 관계로 이어진다.
반면에,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자원이 오히려 역설적으

로 스타트업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액셀러레이터의 장점은 바로 초기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 자원을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

기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은 그러한 지원을 받고 비교적 좋

은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좋

은 환경이 오히려 스타트업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스타트업

들이 받는 초기 지원금이 여유자원 (slack)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다. 자원이 모두 사용되지 않아 여유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여유자원은 일반적으로 탐색적 활동 및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Cyert & March, 1963; Greve, 2007; Pitelis, 2007). 하

지만 여유자원은 오히려 경영자가 창의적으로 자원의 재결합 

및 외부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충분히 격려하지 않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여유자원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은 일반적으로 역 U자의 관계를 보여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Herold et al., 2006; Nohria & Gulati, 1996). 적정 수준의 여

유자원은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

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여유자원이 어느 지점 이상으로 

많아지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프

로젝트에 불필요하게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또한 여유자원이 너무 큰 기업은 자원접근성이 비교적 떨

어지는 기업에 비해 위험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전략적 성향 (strategic orientation)’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adley et al., 2011). 물론 신생기업의 경우 

이러한 여유자원의 부작용이 어떻게 다르기 나타나는지는 더

욱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스타

트업에게 여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은 경영자에게 커다란 부

담이자 과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비

추어 볼 때, 금전적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액셀러레

이터의 특징은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

을 극복하는 능력을 오히려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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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풍부한 자원 때문에 스

타트업이 누리는 환경은 초기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해 할 가능성이 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

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스타트업들은 재무적 지

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이라는 이론적 틀을 액셀러레이터

에 적용하는 이론논문으로서, 먼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액셀러레이터의 국내 및 해외 현

황 및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서 액셀러레이터의 현 주소를 확

인해보았다. 그리고 액셀러레이터가 다른 창업지원기관과 차

별화 되는 점으로 공개지원선발, 한정된 단기간 프로그램, 멘

토링 및 교육 시스템, 그리고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중시함에 

따라 위험감수성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특히 이를 통하여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다른 창업기관

과는 차별화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해외의 액셀러레이터 산업은 현재 성장을 거쳐 안정적인 

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국내에서의 액셀러레이터 산업은 현재 

초기 상태로,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까지 보장받음에 따라 꾸

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상황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그리고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관계’에 주목하여 네트워크 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

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우선 액셀러

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력을 알

아보았다.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

조는 크게 응집과 중개로 구분된다. 액셀러레이터는 내부적으

로 스타트업들과 응집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강한 강

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되는 조밀한네트워크 구조는 사

회적 자본의 전달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그렇게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강한 네트워크 구조는 혁신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에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외부적으로 액셀러레이터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

행하며 외부행위자들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중개의 네트워

크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하여 소속 스

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 내부의 네트워킹에서 더 나아가 다양

한 파트너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

조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도우며, 스타트업을 투자

자와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액셀러레이터가 중

개자의 위치에 있어 스타트업에 구조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외부 네트워킹에 있어서 자

율성이 제한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네트워크 자체의 내용으로부

터 비롯되는 액셀러레이터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액

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간의 관계는 특히 스타트업의 학습을 

촉진시킨다. 두 행위자 간의 관계는 암묵지와 같은 복잡한 지

식의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한된 합리

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리

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스타트업이 정당성 및 지위를 얻는 신

호효과를 만들어 낸다. 신생기업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데, 액셀러레이터와의 관계가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와의 관계 자체가 특정 

청중에게는 부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잠재적 위험성은 존재한

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자원은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여유자원으로 남

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 속도를 오히려 저해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서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연구 영역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첫

째,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네트워크 관점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두어 분석함으로써 

보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도왔

다는 점이다. 단순히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

향을 피상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액셀러레이터가 빚어내

는 경영 현상 내면에 존재하는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였기에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액셀러레이터를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이론논문으로서 액

셀러레이터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향

후 액셀러레이터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길

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탐구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스타트

업을 시작하려는, 혹은 시작한 창업가들에게 실무적 시사점도 

제공한다. 보통 스타트업들은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해주는 각

종 지원들에 주목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지원들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자신들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는 과정과 지원 받는 과정에서 

보다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스타트업에게 시사하는 더욱 중요한 점은 액셀러레이

터가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스타

트업의 성격 및 특징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를 들어 위에서 논의했듯이 어떠한 

액셀러레이터는 선정된 스타트업을 자신들의 강한 네트워크 

구조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닫혀있는 응집의 네트워크 구조가 초기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듯 스타트업

들은 자신들의 특징과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액셀러레이터

가 자신들의 성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 시킬 수 있는 지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바라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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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점에 기반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액셀러레이터

와 스타트업 사이에 나타나는 경영 현상을 더욱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이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끼치는 영향을 설명할 다른 이론적 틀은 얼마든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에는 액셀러레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학제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틀이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합하려는 시

도 역시 이루어진다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더욱 풍부해져 실증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뿐만이 아니

라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려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액셀러레

이터들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다양한 양상을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탐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역시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축적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모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 모델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액셀러레이

터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창업가정신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에, 창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 시대에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액셀러레이터는 분명 스타트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생태계에서의 이런 행

위자들이 만들어내는 경영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적 관점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분명 액셀러레이터의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영향들에 기반

을 두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러한 특징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

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가 있어야 스타트업의 초기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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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rtups need proper external supports to survive and build strong foundations for growth in their early stage. Accelerators help such 
startups by providing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Accordingly, accelerators are creating a social environment that can effectively 
support the startups in the early stage, distinct from other institutions that fund or help the startups. However, the actual impact of 
accelerators on startups has not been yet fully scrutinized thoroughly, especially with the lack of theoretical lenses to comprehend 
accelerators. This paper aims to build a theoretical foundation to understand the role of accelerator, focusing on the network-based 
perspective. We briefly overview the concept of accelerator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accelerator industry. Subsequently, focusing on 
the network that accelerators and startups creat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relationships affect the 
growth and survival of the early-stage startups. Thus, by offering systematic analysis of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the effects of the 
accelerators under network-based approach, this paper suggests a direction for the future empirical research on the topic of startup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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